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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9 월 19 일 
 
친애하는 PSB 가족 여러분, 
 

이번 주에,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학교 부서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을 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고 계시도록 편지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학교 위원회는 우리 학교의 인구 과밀을 해결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 Clark Road, Brookline에 위치한 Maimonides 학교의 
교실과 행정 공간을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루클린 (Brookline) 조기교육 프로그램 교실 
3곳이 이미 Clark Road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2020학년도에는 Clark Road 빌딩에 
특정 행정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부터 24 Webster Place의 Brookline Education Resource Center (브루클린 교육 

지원 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타운 홀 (Town Hall) 4층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아래에 요약된 변경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클린 타운홀 (Brookline Town Hall) 로 이동 (333 Washington Street, Brookline, MA 
02445)  
 

• 등록 및 입학 사무국 (ORE, 기존의 학생 사무처): 모든 ORE 직원과 사무실은 현재 
브루클린 타운홀 (Brookline Town Hall)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7) 264-6492 또는 

student_affairs@psbma.org	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브루클린 타운홀 (Brookline Town Hall) 4층에서 신규 가족 등록이 이뤄지게 
됩니다. 

 

• 영어 학습자 교육 (ELE): 모든 ELE 직원과 사무실은 현재 브루클린 타운홀 (Brookline 
Town Hall )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LE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617) 264-6413 또는 
mindy_paulo@psbma.org로 연락하여 Mindy Paulo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등록 과정의 일환으로 언어 평가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브루클린 타운홀 
(Brookline Town Hall) 4층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교육 기회 제공 광역 자치단체 (METCO): METCO 행정 직원들은 현재 브루클린 
타운홀 (Brookline Town Hall) 5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617) 730-
2464 또는 donna_scott@psbma.org로 연락하여 Donna Scott 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rk Road 빌딩으로 이동 (2 Clark Road, Brookline, MA, 02445) 
 

• 브루클린 (Brookline) 조기 교육 프로그램 (BEEP): 입학 및 등록금 지원을 담당하는 
BEEP 행정 사무소는 현재 Clark Road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의 사항은 (617) 730-
5471 또는 beep@psbma.org로 연락하여 Lisa Marie Pedro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서비스 사무소 (OSS): 특수 교육 담당 이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학교 상담 이사는 
현재 Clark Road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의 사항은 (617) 730-2440 또는 

natalie_greening@psbma.org로 연락하여 Natalie Greening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K-8 가족 --개별화 교육 계획 (IEP), 504 계획 및 BEEP와 K-8 학생을 위한 기타 
특수 교육 기록은 2 Clark Road 사무소에서 가족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o 고등학생 가족 --고등학생과 관련된 모든 특수 교육 문서 (9-12학년)는 115 
Greenough Street의 BHS 특수 교육 담당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서비스, 학생 운송, 빌딩 서비스 및 운영: 이들 사무실의 행정 직원들은 현재 Clark 

Road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 식품 제공물, 메뉴, 무료 및 할인 식사 프로그램 등 식품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617) 730-2415 또는 joanne_conneely@psbma.org로 연락하여 Joanne Conneely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버스 및 밴 운송을 포함한 학생 통학에 관한 문의는 (617) 730-2452 또는 

evan_schwartz@psbma.org로 연락하여 Evan Schwartz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과 후 학교 건물 임대에 대한 문의는 (617) 730-2453 또는 

lindsey_chapin@psbma.org로 연락하여 Lindsey Chapin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Brookline 성인 및 커뮤니티 교육 (BACE): 현재 BACE의 행정 및 금융 사무소는 Clark 
Road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문의 사항은 (617) 730-2700 또는 bacep@psbma.org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Brookline 성공으로 가는 단계: 성공으로 가는 단계들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사무소는 
현재 Clark Road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의 사항은 (617) 713-5310 또는 

sts@stepstosuccessbrookline.org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장소의 직원들은 9월 19일 목요일과 9월 20일 금요일에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9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학년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Ben Lummis 
교육감 


